
 

 

안녕하십니까 

서울 VR·AR 컨퍼런스 & 언택트 테크 컨퍼런스에 등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의 원활한 접속과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하단 내용 꼼꼼

히 숙지 후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입장 안내  

(1) 온라인 컨퍼런스 사이트 접속 -> https://biz.gooroomee.com 

(2)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원하는 세미나실 입장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이메일 휴대번호 뒷 4 자리 

 

* SVAE 홈페이지에서 컨퍼런스 신청 할 때 등록한 이메일 전체 주소를 입력 해주십시오. 

* 컨퍼런스는 유료 등록한 본인 1 인만 접속이 가능하며, 중복 로그인 시 자동 차단됩니다. 

* 컨퍼런스 사이트는 당일 10 분 전에 입장이 활성화 되고, 강연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구분 접속 시간 강연 시작 시간 

1 일차(13 일) 9 시 30 분 10 시 30 분  

2 일차(14 일) 10 시 20 분 10 시 30 분 

    * 첫째날(13 일)은 라이브 스트리밍 테스트를 위해 9 시 30 분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2. 필독 사항 

(1) 컨퍼런스 관람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PC 로 시청하는 경우 크롬을 권장 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Edge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컨퍼런스는 신청한 해당 기간에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예, 13 일 신청자의 경우 13 일만 컨퍼런스 관람이 가능하며, 추후 다시 보기 서비스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3) 기조 강연 및 통합 세션은 제 1 세미나실에서만 활성화 됩니다.  

(4) 현장 연사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강연 종료 후 Q&A 타임에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구루미 사이트의 [질의 응답]기능에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연사가 현장에서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5) 해외 연사의 경우 사전 녹화본이 스트리밍 됩니다.  

서울 VR·AR 컨퍼런스 & 언택트 테크 컨퍼런스 

온라인 참가자 안내 가이드 

https://biz.gooroomee.com/


(6) 연사 자료(PDF)는 행사 종료 후 컨퍼런스 등록자에 한해 개인 이메일로 일주일 이내 배포됩니다. 

일부 자료는 연사의 비공개 요청에 의해 배포되지 않습니다. 

 

3. 라이브 스트리밍 테스트  

온라인 스트리밍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미리 세션을 오픈 합니다. 하단 시간 참고하여 개인 계정으로 

접속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 테스트 시간 : 8 월 13 일 오전 9 시 30 분 ~ 오전 10 시  

(2) 접속 사이트 : https://biz.gooroomee.com 

 

4. 모바일 접속 안내  

모바일 기기로 컨퍼런스 참가 하는 경우, 모바일 화면을 최적화하여 시청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1) 컨퍼런스 모바일 접속 방법 

안드로이드 iOS 

크롬 브라우져 최적화 ‘구루미’ 어플 다운로드 후 컨퍼런스 접속 

(2) 모바일 화면 최적화 방법 

① 우측 상단의 ‘장치’ 클릭 

② 전체화면으로 설정 

③ 화면 최적화 완료 

 

5. 컨퍼런스 담당자 

(1) 기술 문의 : 구루미 Tel. 1833-9229 / 010-4116-0213 

(2) 운영 및 기타 문의 : SEOUL VR·AR EXPO 사무국 ㈜메쎄이상 Tel. 02-6121-6361 / 010-9444-9673  

-> 컨퍼런스 서비스 이용 시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z.gooroomee.com/

